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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우리나라 대학생의 92.4%가 친밀한 관계 형성을 맺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SNS는 사회적 면대면 관계나 물리적인 거리와 관련한 스트레스
없이 쉽게 접근이 용이하며 친구 관계를 유지 및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한 대인
관계 유지에 더욱 집착하게 되고 나아가 중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SNS 중독경향성
은 SNS를 이용하고자 하는 동기와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자
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상세계를 이용한다고 하
였다. 그리고 SNS 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타인으로부
터 거절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그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더욱 더
중독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세대이면서 대상자와의 치료
적 대인관계가 중요한 과업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SNS 중독경향성, 자아존중감 및 대인
관계문제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기기입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표본은 현재시점까지 SNS활동을 1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일개 종합대학
간호대학생 200명이었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21년 5월 22일부터 5월31일까지였다. 분석은
IBM.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총200부중 190부가 회수되었고, 응답이 불성
실한 자료를 제외한 160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은 2.09±0.04점(4점 만점), 자아존중감은 3.50±0.04
점(4점 만점), 대인관계문제는 2.16±0.05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간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문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SNS 중독경
향성만 성별, 접속 횟수, 최대사용시간, 평균사용시간에서 차이가 있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접속횟수 30회 이상이 미만보다, 최대사용시간 7시간 이상이 미만보다, 평균사용시간 10시
간 이상이 4시간 미만보다 SNS 중독경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를(r=-.300, p=.001), 대인관계문제와는 정(+)적 상관관계
(r=.494, p=.001)를,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문제는 부(-)적 상관관계(r=-.635, p=.001)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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